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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3차원의 깊이 카메라의 대중화로 인해서 RGB 영상에서 수행되던 연구에 새로운 관심과 기회가 생겼

지만 사람의 손 자세의 추정은 여전히 어려운 주제 중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하게 입력되는 3
차원의 깊이 영상으로부터 사람의 손의 자세를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강인하게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된 접근 방법에서는 먼저 뼈대 기반의 손 모델을 생성한 다음, 생성된 손 모델을 3차원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정렬한다. 그런 다음,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렬된 손 모델로부터 손의 자세를 강인하게 

추정한다. 본 논문의 실험 결과에서는 제안된 접근 방법이 다양한 실내외의 환경에서 촬영된 입력 영상으로부터 사

람의 손의 자세를 강인하고 빠르게 추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Recently, due to the popularization of 3D depth cameras, new researches and opportunities have been made in research 
conducted on RGB images, but estimation of human hand pose is still classified as one of the difficult topics. In this 
paper, we propose a robust estimation method of human hand pose from various input 3D depth images using a learning 
algorithm. The proposed approach first generates a skeleton-based hand model and then aligns the generated hand model 
with three-dimensional point cloud data. Then, using a random forest-based learning algorithm, the hand pose is strongly 
estimated from the aligned hand model. Experimental results in this paper show that the proposed hierarchical approach 
makes robust and fast estimation of human hand posture from input depth images captured in various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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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사물 인터넷 응용 환경에서 성능이 보다 

좋은 비주얼 센서(visual sensor)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정지 및 동영상 데이터가 생성 및 활용되고 있다

[1-2]. 특히, 사물 인터넷 환경 기반의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분야에서 사람의 손을 사용하는 영상 센서 인

터페이스는 비주얼 센서 응용 및 서비스, 스마트 홈, 키
보드 없는 공중 입력,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의 객체 

조작, 수화 인식, 로봇 조작, 게임, 그리고 원격 수술 등

과 같은 관련된 많은 실제적인 응용 분야에서 매우 유용

하게 활용되고 있다[3-5].
보통,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은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라고 불리는데, 사람과 컴퓨터 사

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

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 중의 하나이다[6]. 일반적으로, 
HCI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 시스템을 단순

히 디자인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HCI 시스템을 활용

하는 사람의 특성을 세밀히 연구하는 분야인데, 그 의미

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 하드웨어 장

비로는 마우스, 키보드, 조이스틱 등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초창기에는 유선 형태의 장비들이 사용되었고,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편리한 무선 형태의 장비들이 개

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컴퓨터와 상호작

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쨌든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런 별도의 장비 없이 인터액션을 하

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났다. 다시 말해, 사용하기 불편

한 기존의 하드웨어 장비를 사용하는 대신 사람의 손을 

이용하여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보다 자

연스럽고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7].
그러므로 다양한 종류의 비주얼 센서를 장착한 카메

라로부터 입력되는 2차원 또는 3차원의 영상 데이터를 

컴퓨터 비전 및 영상처리 기술을 통해 분석하여 사람의 

손의 자세를 강인하게 추정하고, 추정된 손의 자세를 사

용하여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보다 자연스러운 인터페

이스를 구현하려는 새로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8].
사람의 손의 자세 추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은 깊은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단일 깊이 이미지로부

터 관절 손 포즈 추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였

다. 이 방법에서 깊은 네트워크 구조는 단일 깊이 영상

을 해당하는 3D 손 관절 위치에 직접 매핑하도록 설계

되었다. 이 접근 방식은 강력하고 정확한 손 포즈 추정

을 위해 수작업으로 제작된 중간 기능과 정교한 후 처리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 [10]은 관성 및 자기 측정 장치

(IMMU)를 기반으로 하는 제스처 캡처 및 인식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장갑을 제시한다. 제안된 데이터 장갑에

는 18개의 저렴한 IMMU가 있으며, 이는 작고 착용하기

에 편리하다. 팔, 손바닥 및 손가락의 3차원 모션이 포함

된 제스처는 데이터 장갑으로 완전히 캡처된다. [11]에
서는 3D 깊이 센서에 의해 포착된 손의 골격 구조가 먼

저 이용되고, 4개의 골격 손 모양 특징과 한 손 방향을 

연결하는 시공간 다중 융합 특징을 이용하는 골격 기반 

동적 손 제스처 인식 접근법이 제안된다. 그런 다음 손 

모양 특징은 GMM에서 얻은 피셔 벡터(fisher vector)에 

의해 인코딩된다. 이런 방법들 이외에도 손의 자세를 추

정하는 다른 방법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다[12-14].

Fig. 1 Overall flow of the proposed method

그러나 기존의 방법들은 일부의 영상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는 모

르나,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된 여러 가지 종류의 영상들

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정확도가 상대적으

로 높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기

반의 학습을 통하여 3차원의 깊이 영상으로부터 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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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강인하게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람의 손 자세 추정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개요도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의 깊이 영상으로부터 손의 자

세를 강인하게 추정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안된 방법은 먼저 관

절 기반의 손 모델을 생성한 다음, 생성된 손 모델을 3차
원의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 데이터에 정렬한다. 
그런 다음,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

해 정렬된 손 모델로부터 손의 자세를 강인하게 추정한다.
1장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개요와 배경에 대

하여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손 모델을 생성하고, 손 모

델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하

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학습 기

법을 이용하여 손의 자세를 강인하게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실험결과를 보이며,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을 설명한다.

Ⅱ. 손 모델의 정렬

본 논문에서는 먼저 21개의 손 관절을 기반으로 손의 

모델 H를 계층적으로 정의한다. 정의된 손 모델 H는 손

가락(finger) 모델 F와 손바닥(palm) 모델 P로 정의되는

데, F는 15개의 손가락 관절 구성되며 P는 6개의 손바닥 

관절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통 카메라의 왜곡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2차원의 영상 좌표계에서 표현되는 깊이 영상을 

식 (1)과 같이 3차원의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하여 처리

한다. 보통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된 깊이 영상의 화소 

데이터는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로서 손 자세 추

정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다. 



























   

   
   



















(1)

식 (1)에서 (x, y)는 영상 좌표계로 표현된 깊이 영상

의 화소를 나타내고, (Xc, Yc, Zc)는 그에 상응하는 카메

라 좌표계의 한 점을 표현한다. 그리고 Zc는 깊이 영상

의 값, 즉 깊이를 나타내는 값이다.

본 논문에서 손 모델은 추출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

터와 정렬되고, 추정 과정을 통해 변형된다. 이때 변형

된 손 모델은 손의 자세를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손바

닥 모델이 먼저 정렬된 다음, 손가락 모델이 정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인 바운딩 볼륨(bounding 

volume) 방법을 사용하여 손바닥 모델을 정렬하기 위한 

역변환 행렬을 생성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식 (2)와 같이 

방향 경계 상자로부터 획득한 벡터 v1, v2, v3를 정규화를 

통해 기저벡터를 추출한다.

∥∥


 ∥∥


 ∥∥
 (2)

그런 다음, 식 (3)과 같은 변환행렬 M을 획득한다.

 











  

  

  

(3)

본 논문에서 구하고자 하는 역변환 행렬은 변환행렬 

M의 역행렬 M-1로 추출된다. 그런데 이미 추출된 기저 

벡터는 직교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서로 간의 내적은 0
이 된다. 따라서 변환행렬 M의 역행렬 M-1은 식 (4)와 

같이 MT로서 나타낼 수 있다.


 

   











  

  

  

(4)

손바닥과 손가락에 대해 생성된 변환행렬과 역변환

행렬은 Mp, Mp
-1, 그리고 MF, MF

-1로 기술된다. 손 모델

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와 정렬하기 위해서 역변환 

행렬 Mp
-1에 손바닥 모델 P를 곱한다. 그러면 기저 벡터

로 구성된 좌표계로 손바닥 모델의 좌표가 변환되는데, 
이때 좌표계가 변환된  ′은 식 (5)과 같이 표현된다.

 ′  

 

 (5)

그런 다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와 정렬하기 위하

여 P’의 정렬 중심을 중지의 중수 지절 관절(MCP: 
metacarpophalangeal joint)인 P2’로 정하고, 방향 경계 

상자의 중심점 C와의 거리를 획득한다. 그런 다음, 획득

된 거리를 모든 관절에 합해주면 정렬된 손바닥 모델 PA

를 추출할 수 있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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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손가락 모델 정렬을 위한 변환행렬과 역

변환 행렬은 손바닥 변환행렬 MP
-1을 이용해 계산된다. 

다시 말해, MP
-1와 MF

-1은 일치한다. 그리고 손가락 모델

은 MF
-1을 이용해 식 (7)과 같이 변환된다.

 ′  

 

 (7)

그런 다음, 추정된 손바닥 모델을 구성하는 MCP에 

대응하는 관절을 정렬의 중심으로 하여 F’을 형성하는 

각각의 손가락 모델을 이동시켜서 손가락을 정렬한다.

    ∈     (8)

    ′   ∈     (9)

Ⅲ. 손 자세의 추정

본 장에서는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s) 학습을 

이용하여 손의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일반

적으로, 랜덤 포레스트는 노드의 분기를 위하여 특징 값

과 임계값의 대소를 비교하는 연산을 단순히 수행하므

로, 손의 자세를 빠르게 추정한다.
보통, 랜덤 포레스트의 학습을 위해서는 2차원의 오

프셋 특징이 이용된다. 하지만 깊이 영상은 3차원의 거

리 특징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2차원을 3차원으로 확대

하는 구형 3차원의 오프셋 특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3차원의 공간 안에서 오프셋의 

위치를 획득하기 위한 공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구의 

방정식을 이용해 특징 추출 영역을 한정시킨다. 보통, 
중심이 C(a, b, c)이고, 반지름이 r인 구의 방정식은 

(x-a)2+(y-b)2+(z-c)2=r2로 표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심

이 C(0, 0, 0)이고, 축의 범위를 -1부터 1사이로 정규화

시킨 3차원의 오프셋 공간을 이용하므로, 구의 방정식

은 x2+y2+y2=1이 된다. 그런 다음, x, y, z 각각에 대해 -1
에서부터 1사이의 값을 랜덤 함수를 이용해 랜덤하게 

할당한다. 그리고 3차원의 오프셋 특징을 구의 방정식

에 의해 구의 공간 안에 설정한다. 만일 설정된 x, y, z의 

값이 조건 x2+y2+y2<1을 충족하면 설정된 랜덤 값이 구

의 공간 안에 있으므로, 3차원의 오프셋 특징의 매개변

수    로 이용된다. 다시 말해, n={1, 2}라면, 

    이 충족된다. 본 논문에서는 특징 추

출 공간의 크기를 수정하려면 의 크기를 수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불완전성을 보다 더 개선하

기 위해 오프셋을 영상 좌표계로 역투영하여 오프셋 클

라우드 포인트로부터 특징을 추출한다. 이때 역 투영을 

위하여 우선 선정된 3차원의 오프셋을 식 (10)과 같이 

카메라 좌표계로 역 변환하는데, 역 변환된 오프셋은 

   로 표현된다.

  
 

       (10)

식 (10)에서 Hi는 손 모델의 관절의 위치를 표현하는 

좌표를 나타내고, 는 구 영역에서 선정된 3차원의 오

프셋이며, M-1은 역변환행렬을 표시한다. 그리고 카메

라의 좌표계로 변환된 3차원의 오프셋 특징은 역 투영 

과정을 거쳐 영상 좌표계로 변환된다.

   ×  (11)

  ×  (12)

식 (11)과 식 (12)에서 카메라 좌표계의 오프셋은 

    로 기술되고, 영상 좌표계의 오

프셋은    로 기술된다. 그리고 은 

초점거리를 나타내고 와 는 주점을 표시한다. 만일 

추출된 영상 좌표계의 오프셋의 위치가 배경 외부에 위

치할 때에는 대응하는 오프셋 좌표의 최대 외곽 화소의 

좌표로 변경한다. 그런 다음, 식 (13)과 같이 두 가지 오

프셋 화소의 깊이 차이를 추출하여 특징으로 이용한다.

   (13)

식 (13)에서 feature는 영상 좌표계의 오프셋의 좌표 

   의 깊이 특징을 나타내며, density는 

두 가지 오프셋의 깊이 특징의 차이다.
본 논문에서는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해 특징을 학습

한다. 우선 GT(ground truth) 자세, 손 모델, 깊이 영상을 

역변환 행렬을 이용해 정렬한 다음, GT 자세와 손 모델

의 잔차를 추출한다. 그런 다음,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학습영상의 잔차의 분산을 추출한다. 최종적으로, 오프

셋 특징을 이용해 잔차의 최대 분산의 감소를 야기하는 

특징을 선정하는 작업이 노드의 학습 과정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처리가 트리 생성을 위한 일정한 임계

치에 안착할 때까지 처리되면 한 개의 학습된 트리가 완

료된다. 만일 전체 트리에 대한 처리가 완성되면 학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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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포레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손의 자세 추정은 먼저 학습되어 있는 랜

덤 포레스트를 통해 현재 정렬된 손의 자세와 다음에 정

렬될 손의 자세 사이의 잔차를 추출한다. 이때 랜덤 포

레스트를 형성하는 노드들은 분기를 사용해 리프(leaf) 
노드에 도착한다. 그리고 분기를 위하여 노드에 설정되

어 있는 오프셋 특징을 이용해 깊이 영상에서 특징을 추

출한다. 그런 다음, 해당하는 노드에 설정된 임계치와의 

크기를 비교하여 하위 노드로의 분기를 진행하고, 만일 

리프 노드에 도착하면 잔차를 계산한다. 위의 처리를 포

랜덤 레스트를 형성하는 전체 트리를 대상으로 완료하

고, 전체 도착한 리프 노드에 대해 계산한 잔차를 평균

하면 최종적인 잔차로 이용된다.

Ⅳ.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평가를 위해서 사용한 컴퓨터는 인텔 

i7-2600의 CPU와 8GB의 메모리로 이루어졌으며, 마이

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10 운영체제를 이용하였다. 또
한 엔비디아의 지포스 1070 GPU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손의 자세 추정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마

이크로소프트사의 Visual C++ 2013과 OpenCV 영상처

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깊이 카메라로는 

SoftKinectic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학습 데이터는 

손의 자세별로 500장을 이용하였으며,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에 이용된 500장 이외의 나머지 깊이 영상 500장을 

자세별로 각각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용되는 랜덤 포레스트는 전체적인 학

습 데이터를 40 퍼센트의 중첩이 되는 개별적인 학습 데

이터로 배깅 처리하여 학습된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는 10개의 트리를 소유하고 있고, 남은 깊이 영상이 10
개 이하가 될 때까지 학습이 수행된다. 또한, 학습 및 자

세 추정에 이용되는 3차원의 오프셋 특징은 반지름이 

50인 구 형태의 공간에서 획득된다.
그림 2 (a)와 그림 3 (a)는 관절 기반의 손 모델과 제안

된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손

의 자세를 추정한 결과 영상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2 (b)와 그림 3 (b)는 사람의 손이 포함되어 있는 입력된 

영상들의 예를 보여준다.

(a) (b)
Fig. 2 Image1 (a) Estimated hand pose (b) Input image

(a) (b)
Fig. 3 Image2 (a) Estimated hand pose (b) Input image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손의 자세 추정 알고리즘의 성

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오차 허용 거리에 대

한 영상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이 평가 척도는 많은 문

헌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척도이다. 여기에서 오차 

허용 거리에 대한 영상의 비율은 획득된 손의 자세에 대

해 오차를 허용하는 거리 임계치를 할당하고, 획득된 관

절들의 오차가 임계치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추정이 성

공한 영상으로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임계치

의 단위는 mm이다.
그림 4는 오차 허용 거리에 대한 영상의 비율을 이용

해 기존의 방법[14]과 제안된 방법의 손의 자세 추정 알

고리즘의 성능을 획득한 다음 그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

준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 기존의 방법[14]을 선택한 이

유는 [14]가 비교적 최신의 방법 중의 하나이며, 중요 소

스코드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4]의 중

요 소스코드가 깃허브(GitHub)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으

므로, 소스코드가 오픈되어 있지 않은 다른 기존의 방법

들에 비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프로그램 구현

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가로축은 허용된 거

리 임계치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오차 허용 거리에 대한 

영상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

은 제안된 방법을 나타내고, 파란색 선은 기존의 방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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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erformance evalution

그림 4로부터 학습 기반의 제안된 알고리즘이 다른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정확하게 손의 자세를 추정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

즘은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렬된 뼈대 기반의 손의 모델로부터 손의 자세를 계층

적으로 추정하므로, 보다 강인하게 손의 자세를 획득할 

수 있다.

Ⅴ. 결 론

최근 들어, 성능이 우수한 비주얼 센서를 장착한 3차
원의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정지 또는 동영상 데이터

를 분석하여 사람의 손의 자세를 강인하게 추정하고, 추
정된 손의 자세를 이용해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보다 자

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구현하려는 연구에 대

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하게 입력되는 깊이 영상으로부

터 사람의 손의 자세를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강인

하게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접근 방법에

서는 먼저 뼈대 기반의 손 모델을 생성한 다음, 생성된 

손 모델을 3차원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정렬하였

다. 그런 다음,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정렬된 손 모델로부터 손의 자세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결과에서는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제안

된 알고리즘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보다 강인하게 사

람의 손의 자세를 추정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학습 알고리즘을 대신

할 수 있는 딥러닝과 같은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

는 다른 학습기를 이용하여 실험결과 비교 평가할 계획

이다. 그리고 추출된 사람의 손의 자세 정보를 이용해 

입력 영상으로부터 손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

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구현된 시스템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의 파라미터를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조율하

여 시스템을 보다 안정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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